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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사회서비스 수요를 구성하는 이용자 수와 제공기  수를 측 할 수 있도록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각각의 측 값을 구성하고, 실제 측된 값과의 차이를 확인하여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시

계열 측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발간한 사회서비

스 제공기  공 실태분석에서 제시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황을 연구 목 에 따라 가공하여 이차 분석

하 다. 분석결과 이용자 수는 ARIMA(1,1,0) 모형이, 제공기  수는 ARIMA(0,1,1) 모형이 최 의 측모

형으로 제시되었다. 측모형에 의한 측 값은 측 값과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측값은 측값

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를 활용한 수요 측과 제공기 을 

활용한 공 측의 모형구축에 한 타당성은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사회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시계열 분석∣ARIMA 모형∣

Abstract

The primary goal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time series model 

to forecasting demand and supply of social services. In the study, we used survey data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ed sample which is secondary processed data. We selected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The analysis, we made models of a demand and a supply 

using time series analysis. Utilizing the estimates, we identified each model's pattern.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to suggest benefits of using the time series model for forecasting 

the demand and the supply pattern of newly introduced social services. We also provide 

discussions on policy implications of utilizing demand and supply time series model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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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사회는 내외의 정치·경제  환경에 의해 심각

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는 차 보편

인 사회 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실업, 장애, 

빈곤 질병 등과 같은 통  험과 함께 인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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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의한 가족 돌 의 어려움, 생산체계와 산업구조

의 변화, 근로빈곤, 실업의 고착화 등과 같은 사회  

기는 사회  불평등 의식을 팽배하게 하고 있으며, 구

조 인 사회  험으로 차 확 되고 있다. 사회  

험을 해소하기 해 사회복지는 신자유주의에서 표

방하는 경쟁과 효율성의 정책을 도입 하고 련 거버

스 체제의 개편이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통하여 사회

복지서비스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그  가장 핵심 

정책  하나가 사회서비스를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의 다양한 시도가 요한 목 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핵심 인 복지서비스로 규정 된다. 사회서비스는 새로

운 일자리 개발과 확 를 한 정책도구 뿐만 아니라 

이용자 심의 공 체계와 앙과 지방정부 간의 상호 

력 체계 모색 등의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별되는 

방식을 제시한다. 한 사회서비스는 통 인 공 체

계 방식인 공공기 이나 비 리복지법인 등의 서비스 

제공방식과 병행하여 자 바우처 형식의 재정방식 활

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과 함께 새로운 형태

의 시장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사회복지기 의 민 화

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의 특징

은 시장의 수요와 공 에 의한 가격결정이 이 지는 것

이 아니라 결정된 가격, 수요와 계없는 제공기 의 

경쟁체계 등과 같이 반시장화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서비스는 학술 인 특성이나 

정치 인 논쟁에 의해 그 정의나 내용의 정의가 명확하

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차 사회복지서비스의 

심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공 과 수요체계, 시장화, 산

업화, 일자리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으

며, 지속 으로 새로운 유형과 내용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  요인 확인이나 사회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성과 평가 등

의 검증은 쉽지 않은 것이 실이다. 즉, 사회서비스 이

용자와 제공기 의 계 그리고 정책  작용에 의한 수

요와 공 의 변화  상호 련성 그리고 공 주체의 유

형에 의한 차이  등 산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서비스

의 타당성 확보를 한 노력은 거의 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신뢰할 수 있는 련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없다는 것과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부

수 인 효과의 검증 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체계  정착과 합리  비용 제

시를 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 에 한 측

이 필연 으로 요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측을 한 

한 모형의 구축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  달체

계의 성이나 성과평가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산업화 모색 등의 새로운 근을 해 매우 요한 의

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의 련 연구는 결과에 바탕을 두고 그 

원인이나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측을 활용한 

선제  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인식하고 결과 심의 연구가 아닌 과정과 측을 분

석할 수 있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연구의 새로운 패턴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사

회서비스의 기단계에서부터 수요와 공 의 변화되는 

과정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발달재활서비스가 사회서

비스 체를 표하거나 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만, 련 사회서비스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활

용할 발달재활서비스의 자료가 신뢰성 있는 공공 자료

인 것만으로도 만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분석방법인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련 

연구나 수요 측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다. 다만 사회서비스 수요 측에 한 연구는 Bass 모

형을 활용한 이 주 등(2012)[16]의 연구가 있지만, 분

석 결과는 유망아동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문조사 

후 측만 할뿐 구체 인 검증이나 활용에 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수의 측과 사회서

비스 제공기  수에 한 측을 하여 측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측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이용자 

수와 제공기  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검증의 과정을 통

하여 측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측 모

형의 타당성 확보는 인구학  변화에 따르는 수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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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요에 의한 제공기 의 한 규모의 확인을 해 

시도되는 방법  모색이라는 에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성의 특성과 소비성 지출로 인식되

는 사회서비스는 증세와 복지논쟁의 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세와 복지논쟁의 문제는 투

입되는 정부 산의 범 , 규모 등과 같은 객  자료 

분석 없이 이념  논쟁으로 확  재생산되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하고 사회 통념 으로 그 측에 한 

객  과정과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면 사회서비스 

련 지자체  앙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 의 기

반이 될 수 있는 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  도

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학문 으로는 사회서비

스 수요  공  련 측이나 추세에 한 심을 제

고하여 사회서비스 련 연구의 범 를 확 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에 한 보호자의 양육스트 스의 완화는 

사회  자원과 지지를 필요로 하며[15],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서비스 사업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작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사업에서 확 된 발달

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 ·감각  장애아동의 인

지, 의사소통, 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

동발달을 한 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제공 그

리고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에 의한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  부담의 경감을 목 으로 한다[10]. 서비

스 상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며, 장해유형은 시각·

청각·언어·지 ·자폐성·뇌병변의 장애아동이며 복장

애는 인정을 한다. 2013년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한 소득 기 은 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가 해당

되며 소득별 차등 지원을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2008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으로 진행된 서비스가 2009년 2월 국으로 확 ·실시

되었고, 이후 두 차례(2009년, 2010년)의 상자 확 로 

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발달장애인 등이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8월 장애아동지원

법이 시행(2011년 8월 제정)되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와 함께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에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국가  차원의 서비스 질 리

가 이루어지게 된다. 

일자 주요 변화 내용
2009. 2. 1.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전국 확대 실시
2009.10. 9.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 70% 이하)
2010. 2. 1.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2012. 8. 5.
‘아동재활치료바우처’가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 변경 (장애아동지원법 2011.8.4. 제정)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3. 1. 4.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2.1.3 개정)

표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연혁

발달재활서비스와 련한 주된 이슈는 ‘기능 향상’이

라는 서비스의 질 리를 한 근으로 이해된다. 

우선 제공기 의 운  기 으로 평가지표를 제시하

거나[19] 제공인력의 문성을 확보하기 한 제도 정

비와 국가자격제도 도입[1]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한 도·농간의 공  격차 등과 같은 근성, 제

공 기 이나 단가 등도 서비스 질 리와 직간 으로 

련이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수요와 공 은 딜 마가 

존재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 주기 해 공  기

(서비스 제공자 참여 기 )을 낮출 경우 서비스 질이 낮

아지고, 반 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해 공  기 을 

높일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어들게 된다. 한 시장

기제에 의해 서비스 공 이 이루어질 경우 비도시지역

에 서비스가 과소 공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로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질이 하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그 방안

은 서비스 질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시장에서 

인 으로 배제하는 등의 정책  장치를 의미한다.

바우처 제도와 련된 논 들은 주로 시장 기제 하에

서의 서비스 수요와 이에 응하는 공 ,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질에 한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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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연구들은 서비스 질과 련된 논의에 집 되는 경향

이 있었다[13][14][19]. 한 바우처 재정지원 방식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질에 한 논의는 서비스 수요와 공  

간의 추계나 계 등에 한 것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활발하게 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기반으로 시계열 자료를 통해 수요·공  모형

을 도출하고, 도출된 모형을 용하여 측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2. 수요·공급 예측 모형
복잡한 경제구조에서 미래를 한 수요 측은 새로

운 략수립의 자료로 제공되거나 향후 사업계획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서

비스는 수요에 의한 미래 측보다는 서비스 공  환경

에 의해 그 수요가 결정되기도 한다. 수요 련 측은 

크게 의사결정모형과 비계량 의사결정모형으로 구분된

다[18]. 과거의 자료에 기반을 두는 계량  의사결정 모

형은 과거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 모형을 추정하는데 어

려움이 있으며 일반 으로 시계열 모형으로 언 된다. 

시계열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변화하는 변수를 분석

하는 방법이다. 변수와 변수의 인과 계를 검증하는 회

귀분석과 다르게 시계열 분석은 개별 변수가 시간에 따

라 변하는 것을 수리  모형으로 확인하여 미래를 측

하며 시간은 독립변수의 역할은 하지만 독립변수가 되

지는 못한다[12].

시계열 모형은 일변량 시계열 모형과 다변량 시계열 

모형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일변량 시계열 모형으로 한

정을 한다. 일변량 변수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변수의 

미래 값을 측하는 시계열 분석은 지수평활법, ARIMA

모형이 주로 활용된다.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ESM)

은 각 측값에 다른 가  값을 부여하는 측방법으

로, 측된 시차에 따라 지수 으로 감소하는 가 치를 

부여한다. 지수평활법은 과거의 측값보다 재의 

측값에 더 많은 가  값을 부여하며, 시계열 그래 의 

모형 조정을 통해 부드럽고 평평하게 표 하며 기와 

단기 특기 단기 측에 많이 활용된다. 각 측 값에 부

여하는 가  값은 계 모형과 비계 모형의 평활계수

를 활용한다. 

자기회귀(Auto Regressive)와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모형인 ARIMA(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은 수요

측과 련된 부분의 측값이 계  패턴과 비계

 패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로 한

다. ARIMA 모형은 비계 모형(p, d, q)과 계 모형(P, 

D, Q)의 조합인 승법으로 표 된다. 지수평활법과 마찬

가지로 ARIMA모형도 과거시 보다는 최근 시 의 

측값에 더 많은 비 을 두고 있으며 단기 측에 합하

다고 할 수 있다. ARIMA 모형은 하나의 변수에 의해 

제시되는 모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이 종합 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ARIMA 모형 구축은 두 개 이상의 모

형 합성을 비교하고 최 의 측값을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을 찾기 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귀납 으로 

구성이 된다. 

ARIMA모형의 구축 차는 세 단계의 차를 반복

한다. 첫 단계는 측된 시계열 자료로부터 모형식별 

통계량을 반복하여 잠정 으로 가장 타당한 모형을 선

택한다. 두 번째 단계는 타당한 모형을 활용하여 모수

를 추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추정된 모수를 활용하여 

모형의 합성을 진단하고, 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첫 단계로 돌아가 모형수정, 재추정, 진단의 과정을 반

복하여 최 의 모형이 선택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 

측 모형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3]. 첫째, 사회과학의 반복실험의 불가능성과 역사  

자료의 성격에 의해 경험  법칙의 구성에 한계가 존재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에 활용된 변수는 자료수집이나 

측시 측정오류로 신빙성이 결여될 수 있다. 셋째, 표

본 추출자료가 아닌 시계열 자료는 통계 으로 모집단

의 특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넷째, 일

반 으로 사회 상의 측 자료의 오차분포는 정규분

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시계열 연구의 패턴자료 수집

도 쉽지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활용된 변수가 측정될 

수 없어 리변수로 체되어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여섯째, 인과 모형이 설정될 때, 변수 간의 인과  련

성의 측정은 객 으로 제시되기 어렵다. 일곱째, 인과

모형에서 독립변수도 측변수로서 측력이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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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시계열 분석에

서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시계열 분석은 경제( ), 기후, 범죄율 측 등 다

양한 학문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먼  연구에서 

Lim(1997)[31]은 발행연도, 유형화된 자료, 표본의 크

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유형 그리고 련된 설명변

수를 활용하여 국제 수요모델과 련된 실증연구를 

제시하 으며, 최 문과 김사헌(1998)[21]은 기존연구

의 문헌고찰을 활용하여 수요 측방법의 측오차를 

평가하고 오차의 원인을 찾아 수요 측기법의 오

차 허용한도의 규명을 시도하 다. 한 Gonzalez와 

Morel(1995)[30]은 구조  시계열 모델을 활용하여 스

페인의 서비스를 분석하 다. 추정된 구조  모델

의 설명변수는 소득지수, 두 가격지수, 표 인 객

의 기호 변화 등을 활용하 다. 

시계열 분석은 한 기후 연구 특히 수공학에서도 많

이 활용되고 있다. 수공학은 하천유량, 수질, 강수 련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수문시계열 자료의 변화 특성

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많은 연구가 이

지고 있다[17]. 수질시계열에 한 연구는 소양호 수질

에 한 계 형 시계열 모형 개발  측[8], 나이아가

라 하구의 수질을 시계열로 제시한 경향성 분석[32] 그

리고 계 성  결측 자료를 포함하는 수질 시계열 자

료의 추계 분석[9] 등이 있으며, 해안선 변화에 한 시

계열 분석과[4], 부산송도 해안의 사구 이동 경로를 7회

의 시계열 자료로 분석한[24] 지리 련 연구 등이 있다. 

시계열 자료가 상 으로 충분하게 축 된 범죄 

련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실 외(2010)[18]의 

“한국의 범죄 상과 형사정책”보고서는 시계열을 활용

하여 다양한 범죄 유형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

사 연구로는 최인섭(2002)[20]의 연구도 있다. 한 한

상진과 김근정(2007)[21]은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추세 

분석  시계열 분석모형을 개발하 고, 성병 과 유환

희(2014)[10]는 지역 소도시인 진주시 교통사고 유형

을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그 패턴을 제시하 으며, 허

택(2010)[26]은 국내 가스사고와 가상자료를 이용한 

가스사고 측모델 연구를 활용하여 가스사고 측을 

한 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지 까지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에서 

측이나 추세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특히 시

계열을 활용한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 련 연구는 찾

기가 쉽지 않다. 유사연구로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의 시계열 데이터 형식을 통해 언론보도가 기부행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김병철(2014)[2]의 연구 정도가 

있고, 외국의 연구사례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공공 쉼터

의 개 의 정도를 확인하기 해 련 법률 용의 사

 사후에 한 변화를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거나[29], 자살률이 은 성인세 는 증

가하고, 노인세 는 감소하는 이유에 해 시계열 데이

터로 잉 랜드와 웨일즈의 경향성을 비교한 연구[28] 

등이 있었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가 시계열의 추세를 

활용한 측 분석이 아닌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기

연구에 한정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

은 아니지만 사회서비스의 수요분석을 활용하여 사회

서비스 시장규모를 측하는데 Bass 확장모형을 탐색

으로 연구한 이 주 외(2012)[16]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아동발달 

역의 6개 사회서비스에 한 잠재수요 규모를 추계

하여 미래 시장규모와 확산속도 등을 측하 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시계열 연구는 기후, , 

범죄율 측 등 특정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개된 이유는 자

료가 충분하게 축 되어 있고 축 된 자료에 쉽게 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경우는 구체  사업으로 시작된 연도가 최근이고 축

된 자료도 충분하지 않으며 자료 열람 한 쉽지가 않

다. 그리고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에서 시도한 유사 시

계열 연구도 빈도 분석에 머물러 있는 단계로서 구체

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까지 검증을 시계열을 활용하

여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 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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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에서 발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  공 실태분석[5]에

서 제시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황에 한 원자료를 

연구목 에 따라 가공하여 이차 분석하 다. 본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수행 당시 아동발달재활치료사

업)가 시작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년차 사

업연도1를 심으로 총 48개 시 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년.월 이용자 수 제공기관 수 년.월 이용자 수 제공기관 수
09.2 6,201 399 11.2 27,885 813
09.3 9,465 468 11.3 29,452 890
09.4 11,421 491 11.4 30,971 911
09.5 12,346 499 11.5 32,039 914
09.6 12,945 507 11.6 32,769 918
09.7 13,383 508 11.7 33,255 915
09.8 13,677 513 11.8 33,484 919
09.9 14,302 510 11.9 34,039 923
09.10 14,728 513 11.1 34,434 924
09.11 15,329 510 11.11 35,024 925
09.12 16,151 511 11.12 35,331 923
10.1 16,356 512 12.1 35,169 927
10.2 18,213 631 12.2 33,728 1,046
10.3 21,035 682 12.3 35,104 1,118
10.4 22,760 704 12.4 36,277 1,138
10.5 23,869 713 12.5 37,348 1,141
10.6 24,705 716 12.6 37,971 1,143
10.7 25,473 723 12.7 38,053 1,137
10.8 26,012 725 12.8 38,397 1,136
10.9 26,780 727 12.9 38,902 1,137
10.1 27,517 732 12.1 39,129 1,138
10.11 28,027 731 12.11 39,214 1,135
10.12 28,384 733 12.12 39,499 1,137
11.1 28,382 744 13.1 39,286 1,135

표 2.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현황

시계열 분석이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최소한 50개 

이상의 측값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계열 분석에서는 

자료에 포함된 백색잡음(white noise)의 분산이 작으면 

경험 으로 50개 이하의 자료로도 효과 인 측이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본 연구를 한 발달재활서비스의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이용자수와 제공기 의 자료는 매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공개하는 사회서비스 자 

바우처 개별서비스의 매월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 다. 

하지만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세부자료는 

미공개로 확보가 어려워 2009년 2월에서 2013년 1월 그

1 바우처 사업년도는 매년 2월에 시작하여 익월 1월에 종료한다.

리고 2014년 1월 자료만 확보가 되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최 의 측모

형을 구축하고 타당성을 한 분석을 한다. ARIMA 모

형은 박스-젠킨스(Box-Jenkins)에 의해 제안된 분석방

법으로 시계열의 형 인 분석 차이다[27]. ARIMA 

분석방법은 측된 시계열 자료로부터 AR(p), MA(q), 

ARMA(p, q) 등의 최  모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

 추계모형을 조합하여 ARIMA(p, d, q) 모형의 구축

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최 의 측 모형을 추정해보

고, 추정된 모형에 의해 측된  값과 실제 측된 값과

의 차이를 통해 시계열 분석에 활용한다. 

ARIMA 모형을 활용한 모형 구축법은 연구모형을 

사 에 설정하지 않고 귀납 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구분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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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absolute percent error)

Max APE
   



 


최대절대오차비율(max absolute percent error)
참고. k는 모형자유도(모형이 포함하는 파라미터의 수)
출처. [25]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표 3. 시계열 분석 검증을 위한 모형 검증 지표 

모형추정 차는 측된 자료의 정상성 검토, 모형식

별, 모수추정, 모형진단  검정 단계를 거쳐 시계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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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이용해 측을 실시한다. 

일반 으로 시계열이 추세를 갖고 있거나 분산 안정화 

변환이 용된 경우 정상R제곱이 R제곱보다 더 좋은 

지표로 제시 된다[25]. 한  모형의 합도를 보는 것

은 MAPE와  RMAS가 있으며, MAPE가 10%이내일 

때 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축된 모형의 합도는 

[표 2]와 같은 지표로 제시되며, 분석의 측의 타당성

은 추정치와 측치의 차이를 비교하 다. 

Ⅳ. 분석 결과 

1. 발달재활서비스 기본 추세
1.1 이용자 수 추세
[그림 1]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수의 시계열 원자료이며, [그

림 2]는 시계열 원자료에 차분과 계 차분을 이용하여 

제시한 자기상 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와 편

자기상 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이다. 

그림 1. 이용자 수 시계열(원자료)

[그림 2]를 보면, 계 성과 함께 자기상 함수도 사인

곡선 형태로 차 으로 “0”근 하고 있으므로 자기회

귀(AR) 로세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시차 1에서 

스 이크가 신뢰한계선 밖으로 나오므로 이동 평균

(MA)의 계  특성을 가지는 비정상 시계열이다. 여

기서 계 성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단순한 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자기상관함수

이용자 수 편자기상관함수

그림 2. 이용자 수의 자기상관함수/편자기상관함수

1.2 재공기관 수 추세
[그림 3]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달재활

서비스 재공기  수의 시계열 원자료이며, [그림 4]는 

시계열 원자료에 차분과 계 차분을 이용하여 제시한 

자기상 함수와 편자기상 함수이다. 

그림 3. 재공 기관 수 시계열(원자료)

[그림 4]를 보면, 계 성과 함께 자기상 함수도 사인

곡선 형태로 차 으로 “0”에 근 하고 있으므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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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AR) 로세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시차 1, 

시차 11, 시차 12에서 스 이크가 신뢰한계선 밖으로 

나오므로 이동 평균(MA)의 계  특성을 가지는 비

정상 시계열이다. 

제공기관 수 자기상관함수

제공기관 수 편자기상관함수

그림 4. 제공기관 수의 자기상관함수/편자기상관함수

2. 모형 확인 및 검증
2.1 모형 식별
시계열 모형은 가장 이상 인 모형이 제시되어도 모

형통계량에 의해 모형 합도가 타당하지 못하면, 가장 

합한 모형을 해 처음부터 지속 인 반복을 통해 모

형을 설정하고 그 모형의 타당성을 해 모형통계량으

로 검증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최 의 모형선정을 

해 단순모형부터 시작하여 최 의 ARIMA 모형설정을 

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 최 의 측모형인 [표 4]를 

구하 다. [표 4]에서 보면 비계  모형은 각각 (1,1,0)

과 (0,1,1)의 값을 취하지만 계  요인은 거의 작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모형 유형
모형 1 이용자 수 ARIMA(1,1,0)
모형 2 제공기관 수 ARIMA(0,1,1)

표 4. 선정된 모형 

[표 4]의 모형으로부터 산출되는 각종 합통계량인 

평균, 표 오차, 25%, 50%, 75%, 분 수 등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5][표 6]과 같이 제시된다. 각각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형 합 지수의 평균, 최소값, 최 값 

등이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합 통계량 평균 최소값 최 값
정상R제곱 .176 .176 .176
R 제곱 .994 .994 .994
RMSE 721.032 721.032 721.032
MAE 448.271 448.271 448.271

MaxAE 2518.065 2518.065 2518.065
MAPE 2.135 2.135 2.135

MaxAPE 26.604 26.604 26.604
정규화된 BIC 13.325 13.325 13.325

표 5. 이용자 수의 모형 적합

합 통계량 평균 최소값 최 값
정상 R 제곱 .185 .185 .185

R 제곱 .986 .986 .986
RMSE 27.751 27.751 27.751
MAE 16.345 16.345 16.345

MaxAE 108.343 108.343 108.343
MAPE 2.200 2.200 2.200

MaxAPE 17.170 17.170 17.170
정규화된 BIC 6.810 6.810 6.810

표 6. 제공기관 수의 모형 적합

2.2 모형 검증
추정한 모형의 진단은 백색잡음의 검증으로 제시한

다. 검증은 { ⋯}의 시계열 

데이터에 가설      ⋯  의 

성립유무를 조사하는 Ljung-Box 검증의 방법을 활용

한다. 여기에서   ⋯은 모자기상 계

수이다. 즉, 백색잡음은 시계열의 평균이 0, 분산이 

인 분포에 따르고 있는 모든 시 에 해서 자기 상

이 “0” 만족할 때를 의미하며, 자유도 의 카이제곱분

포에 따르기 때문에 유의수 을   로 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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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역은 임계치  검정통계량  이 되어

야 한다[7]. 

모형 통계량의 유의도는 각각 .150과 .076로[표 7], 두 

모형 모두 유의도가 p>.05보다 크게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두 모형 모두 백색잡음이 독립 인 것으로 단된

다. 정상 R 제곱의 값은 이용자 수 .176과 제공기 수 

.185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상 값의 수(outliers)가 0개임

을 보여주고 있다. 한 MAPE의 값이 각각 2.135와 

2.200으로 그 기 을 만족하 다. 

모형
측
변수 

모형 합 통계량 Ljung-Box Q(18)

이상값수
정상 R 제곱 통계량 자유도

유의
확률

모형_1 0 .176 22.992 17 .150 0
모형_2 0 .185 25.930 17 .076 0
모형 1 : 이용자 수, 모형 2 : 제공기관 수

표 7. 모형 통계량 

2.3 모형 타당성 확인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자 수  제공기  수에 한 

측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2009년 2월

부터 2013년 1월의 시계열로 구해진 측값을 2013년 2

월부터 2014년 1월의 발달재활서비스 실제 측된 값

으로 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하지만, 

2013년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발달재활서비스의 이

용자 수나 제공기  수에 한 월별 기록의 검증을 

한 확인은 할 수 없었으며, 다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

원의 사회서비스 통계에서 제시된 2014년 1월의 최종 

값으로만 확인을 하 다. 

모형의 검증은 이용자 수와 제공기  수의 측값을 

측값의 범 내에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 고, 측모

형에 의한 측값의 추세를 측값의 추세로 검증을 하

다. 

구분
측값
(명/개)

측값  최  최소값의 범

측값 최 값 최소값

모형 1 55,600 47,018 56,957 37,080
모형 2 1,476 1,320 1,595 1,046
모형 1 : 이용자 수, 모형 2 : 제공기관 수
참고. 2014년 1월 기준

표 8. 관측값과 예측값의 비교 

[표 8]의 모형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측값은 이용자 

수(모형1)는 55,600으로 측 모형의 최 값과 최소값

의 범 내에 있었지만 최 값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

으며, 제공기  수(모형2)도 이용자 수와 마찬가지로 

측값이 1,476으로 측값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있었지만 최 값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그래 로 구체화 하면 각각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제시가 된다. 

그림 5. 이용자 수 관측값과 예측값 비교

[그림 5]에서 보면, 측된 이용자 수와 측선에 의

해 제시되는 측값을 비교해보면 2009년 2월부터 2013

년 2월까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난다. 한 2013년 2월

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추세선으로 향후 이용자는 증

가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6]의 제공기  수에서도 

보면, 이용자 수와 유사하게 지속 으로 증가하지만 크

게 증가하는 곡선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6. 제공기관 수 관측값과 예측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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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구성하는 이용자 수와 

제공기 의 타당한 측모형 구축을 해 발달재활서

비스 자료를 활용하 다. 한 측 모형의 타당성 확

인을 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측값이 측값의 범

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시계

열 측모형의 활용타당성의 가능성을 검증하 다. 

활용된 발달재활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표 인 서

비스이지만 사회서비스 체를 표할 수 있는 가에 

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를 해 요구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신뢰 있는 자료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실에서 확보된 자료로 연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시계열을 

해서는 최소 50개 이상의 자료가 요구된다. 하지만 백

색잡음의 분산이 작으면 경험 으로 50개 이하 자료로

도 효과 인 측이 가능한 것과 자료 수집이 어려운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자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에서 발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  공 실태분석[5]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황을 연구 목 에 따라 가공하

여 생성된 자료이며, 분석은 SPSS 19.0을 활용하여 이

차 분석을 하 다. 그 과정은 시계열 모형생성  측

모형에 한 정확도 규명을 한 검증의 단계를 거쳤고 

최종 으로 모형에 의한 측값과 측값의 차이를 확

인하여 시계열 측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분석결과 이용자 수는 ARIMA(1,1,0) 모형이, 제공기

 수는 ARIMA(0,1,1) 모형이 최 의 측모형으로 제

시되었다. 측모형에 의해 제시된 측값은 측값의 

차이가 있었지만, 측값은 측값의 최 값과 최소값

의 범 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추정을 한 수요 측과 제공기 의 확 를 한 공

측을 해 구축된 모형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의 측모형의 구축 검증을 

해 사회서비스(사회복지) 용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는 사회서비

스의 한 분야인 발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이용자 수

와 제공기  수의 측을 한 시계열 모형을 설정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 사회서비스에 한 장기 시계열 측 

모형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년의 월별 

이용자 수와 제공기  수의 추세를 활용하여 일 년 정

도의 단기 측을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

비스를 한 장기 시계열 측모형에 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단순 시계열 분석이 아

닌 두 변수간의 계에 미치는 향을 해 VAR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Granger인과 계 검증을 

통한 후속 연구 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 으로 개된다면 사회서비스 측에 

한 보다 많은 정책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는 무한 의 이용자와 공 자가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 외(2012)[14]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비스 이용이 요구되는 최  

인원의 정 에 한 수요층의 확인이 요구된다. 사회서

비스 출발의 근간이 되는 사회  험이나 부수 인 효

과로 일자리 확 를 한 시장화와 산업화의 모색은 사

회서비스의 특성상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는 기본 으로 정부 산에 기반

을 두고 있으며, 상자의 증가나 감소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 의 

측뿐만 아니라 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회서비스

의 련 통계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회서비스

의 발  방향 모색을 해서는 련 부처의 개별 사

회서비스의 통계 자료에 한 근이 용이하거나 자료

의 다양한 활용을 하여 데이터 리  수집을 한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재는 이용자 수에 의한 제공기 의 측에 

한 내용으로 연구가 한정되었지만, 사회서비스의 제

공기  수에 향을 주는 시계열 측 모형에 한 연

구 한 필요하다. 그 변수는 산, 바우처 비용, 자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

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정부 산으로 집행되는 사

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 에 한 규모화에 의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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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의 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제

공기 에 의한 제 로 된 일자리의 확 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극

히 제한된 자료로서 다른 변수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다만 시간에 따르는 총량만이 제시된 자료를 재가공해

서 분석을 하 다. 이를 해소하기 해서는 계부처의 

자료 오 에 한 극 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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